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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인대상행위 관련 문제

Ⅳ. 결론

Ⅰ. 들어가며
1. 국제거래에서 신용장(信用狀, Letter of Credit)의 지위
국제물품매매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에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
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장(信用狀, Letter of Credit, 이하 ‘L/C’라 한다)
을 활용한 대금지급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1) 그중에서도 신용장대금을 지급받
기 위해 관련 서류를 상환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화환신용장(貨
換信用狀, Commercial/Documentary Letter of Credit)이 해상운송과 관련된 대금
결제수단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다.2)
이때 국제무역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발
생하는데, 실무상 화환신용장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상당 부분은 제6차 신용장통일
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rochure No. 600(2007 Revision, 이하
‘UCP 600’이라 한다)3)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므로,4)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UCP
600의 해석과 관련하여 “매입(negotiation)”의 개념과 요건,5) 신용장 서류심사에
1)

석광현, 貨煥信用狀去來에 따른 法律關係의 準據法,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2, 149면 참조.
2) 가령, 해상운송에서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bill of exchange),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일체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해상운송에서의 신용장거래의 통상적인 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국제거래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15, 62면 이하를 참조.
3)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은행위원회(Banking Commission)
가 2006. 10. 25. 채택하여 2007.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장 최신본 신용장통일규칙으로 총 39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정홍식, “국제상업회의소의 신
용장통일규칙(UCP600) 최종본의 주요 개정내용과 제 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6집 제1
호, 2007, 5면 이하를 참조.
4) UCP 600의 제1조는 “신용장의 문면에 UCP 600이 적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모든
신용장에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그 문면에 “UCP 최신 개정본에 따르기로
한다”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이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위 조문은 UCP 600이 보증신용장(保
證信用狀, standby Letter of Credit, 이하 ‘standby L/C’라 한다)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are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 ("credit")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any standby letter of credit)
when the text of the credit expressly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se rules.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5) 가령, 대법원은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을 통해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직접 지급하
는 것 이외에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도 “서류의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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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엄격 일치의 원칙 및 그 예외,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의 조건과의 일치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가 많이 연구되어왔다.
또한, 당사자 간에 UCP 600을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UCP 600이 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나머지 사항에 관
하여는 분쟁해결에 적용될 준거법을 정할 필요가 있고 UCP 600 또한 준거법상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6) 신용장거래
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법리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왔
다. 가령, ⅰ)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서 준거법이 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고,7) ⅱ)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이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상의
특징적인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으로서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는 견해가 유력하다.8)
2. 보증신용장(保證信用狀, Standby Letter of Credit)의 기능
그런데 이와 같은 화환신용장에 비해, 보증신용장(保證信用狀, Standby Letter
of Credit)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는 보증신
용장의 역할이 화환신용장처럼 거래의 전면에 등장하여 대금지급결제의 수단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설의뢰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를 대비하여 신용장에 기재된 금원 상당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
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보증신용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화환신용장과 동일한
구조를 통해 개설되고,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등9) 신용장으
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
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고, 비교적 최근인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백투백신용장 개설은행이 UCP
600에 따른 주신용장(Master L/C)을 매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한 바 있다. 참고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ⅰ) 원고은행(A)이 중계무역상(B)으로부터 개설의뢰를 받아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C)을 개설하면서 주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이기도 한 B에게 주신용장 매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백투백신용장 개설을 위한 대출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수익자인 B에게
주신용장을 무조건적으로 매입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ⅱ) 이후 뒤늦게 A가 B에게 매입대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시점이 UCP 600에서 정한 기한[=주신용장을 개설한 피고
은행(C)이 A로부터 지급제시를 위한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을
도과하였다면 A는 적법한 매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A가 UCP 600에 명시된 매입은
행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김윤종, “신용
장거래에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의미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이 ‘거래상의 사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검토”,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2017년 하),
법원도서관, 2018, 234면 이하를 참조.
6) 채동헌, “국제적 대금결제에 있어 신용장 거래의 준거법”,『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진산 김문환
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1권』, 법문사, 2011, 102면.
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에서는 어디까지나 매입은행이 자기의 계산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행위로서 매입하는 것이고 신용장 개설은행을 위한 위임사무의 이행으로서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8) 석광현,『국제사법해설(제2판)』, 박영사, 2013,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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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본질적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국제거래에서 (수입자
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 장치로서 기능하는 화환신용장에 대비하여) 수출자의 계
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10) 특히, 국제건설계약에서는 시공자
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입찰보증(bid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하자보수보증(warranty/maintenance bond)
의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1)

이와 같은 보증신용장은 유럽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독립적 보증
(independent guarantee)이나 청구보증(first demand guarantee)과 사실상 그 실
질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12) 미국에서는 은행에 의한 보증, 이행보증
또는 보험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보증신용장을 발급하여
주는 실무가 발전하였기 때문에,13) 보증신용장에 관한 법리가 많이 발전되어 있
9) 신용장거래가 당사자 사이의 기본 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신용장
그 자체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원칙을 “신용장거래의 독립성(independency of the credit)”,
신용장거래가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기본 계약에 따른 기타 물품 등의 거래와 무관하다는 것을
“신용장거래의 추상성(abstraction of the credit)”으로 설명하는 입장도 있지만, 석광현, “국제신용
장거래와 사기의 원칙에 관한 소고-한국법상의 법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2004, 10.),
106면에 의하면 위 두 원칙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양
자를 함께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한다고 한다.
10)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보증신용장의 사기의 지급예외(Fraud Exception)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3호(2016. 1.), 116면 참조.
11) 석광현,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사법 제29호, 사법발전
재단, 2014, 16면.
12) 채동헌, “URDG 758을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에서의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에 관한 해석
론”, 민사판례연구 제35권(2013. 2.), 897면에서는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은행이
“guarantee”를 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 대신에 “standby
credit”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고 설명한다. 심승우,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관련 지급금지
가처분 –우리나라 법원의 하급심 결정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11권, 2015, 373면.
13) 조용균, “보증신용장 하의 사기적거래 및 금지명령에 관한 연구”, 외국사법연수논집(20) 제89집,
법원도서관, 2000, 220면에 의하면, 12 U.S.C.A. § 24(Seventh)에 따라 보증서, 이행보증증권 또
는 보험증권의 발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보증신용장을 사용하여 이를 우회하고자 하였
고, 이와 같은 방식은 Bank Regulatory Agencies에 의하여 허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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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특히, 그중에서도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 개설의뢰인, 신용장개설은행, 수익자
중 일방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각 당사자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Fraud Rule의 적용가부’에만 논의가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보증신용장 관련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15)

3. 논의의 범위
이에 이하에서는 도산절차에서 신용장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다룬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로 하되,16) 특히 “개설의뢰인”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당사자
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확약은행(confirming bank) 또는 지급은행(paying
bank)과 같은 다수의 금융기관이 관계되어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황에서
의 보증신용장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앞에서 본 것처럼 크게 ① 수익자(beneficiary)
와 개설의뢰인(account party)의 관계, ② 개설의뢰인(account party)과 신용장개
설은행(issuing bank)의 관계, ③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익자의 관계로 구분되는데,
“수익자”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생하는 쟁점은 비교적 단순하고, 실
무상 “신용장개설은행” 자체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반면
에, “개설의뢰인”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신용장이 다루어졌던 사례
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국에서 확립된 신용장 관련 법리가 우리나라의 도산절차
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Ⅱ. 개설의뢰인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주요 쟁점
1. 보증신용장 관련 규범
보증신용장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는 일반적으로 UCP 600(다만, 보증신
용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함),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98, ISP 98),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14) 미국에서의 보증신용장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Douglas G. Baird,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Bankruptcy,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Winter 1982, 133면 이하를 참조.
15) 화환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보증신용장에 있어서도 Fraud Rule이 적용될 수 있는지(즉,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당시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되어 있거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이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독립·추상성의 원
칙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는 김상만(註 10), 119면 이하, 조용균(註 13), 236면 이하를 각 참조.
16)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것 이외의 더욱 다양한 사례에 관하여는 Corporate Counsel’s Primers,
Letters of Credit and Bankruptcy, Corporate Counsel’s Primer Series, August 2017 및
Kenneth Pasquale, Emily Kuznick and Issac Sasson, Treatment of Letters of Credit in
Bankruptcy: A Primer, Norton Annual Survey of Bankruptcy Law, August 2019를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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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s, URDG 758),17)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18)을 들 수 있고, 위와 같은 국제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미국의
국내 규범인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 한다), Article
5가 적용된다.19)
다만, “당사자 일방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국제규범이나 UCC Article 5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이하에서 살펴볼 미국의 사례에서는 미연방파산법의 해석이 주로 다루
어지고 있다.
2. 신용장 또는 신용장대금의 도산재단(estate) 포함 여부
먼저, 개설의뢰인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용장 혹은 신용장대금은 개
설의뢰인과 수익자 중에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 개설의뢰인의 관리인이나 파
산관재인(이하 통칭하여 ‘도산관리인’이라 한다)이 수익자를 상대로 신용장이나 그
신용장대금(수익자가 이미 그 신용장을 이용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
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쟁점은 해당 신용장/
신용장대금이 미연방파산법 제541(a)20)에 따른 도산재단에 속한 재산(property of
17) 종전에 활용되던 URDG 458을 대체하여 201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범으로서 총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채동헌, “URDG 758을 중심으로 한 국제
거래에서의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에 관한 해석론”, 민사판례연구 제35권(2013. 2.), 895면
이하를 참조.
18) 2000. 1. 1. 발효된 협약으로서 총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 국가(벨라루스, 에콰
도르, 엘살바도르, 가봉,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파나마, 튀니지)만이 비준한 상황이어서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참고로 미국은 1997. 11. 12. 위 협약에 서명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비준을 하고 있지 않다.
19) UCC는 Uniform Law Commission이 American Law Institute와 협력하여 각 주(州, state)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면 하는 몇 가지 이슈에 관하여 성안한 규범으로서, 그 자체로는 법률이 아
니고 각 주에서 채택되어야만 비로소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중 UCC Article 5가 신용장
에 관한 규정으로 UCC § 5-116(c)에서는 “UCP가 적용되어 그와 충돌이 발생하는 때에는
Article 5가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해당 부분 원문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
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 5-116. Choice of Law and Forum.
(c)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section, the liability of an issuer, nominated
person, or adviser is governed by any rules of custom or practice, such as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to which the letter of credit,
confirmation, or other undertaking is expressly made subject.
20) 미연방파산법 제541조는 자발적 신청이나 비자발적 신청에 따라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무
자의 재산 중 어떠한 부분이 그 도산절차에서 사용될 재단(estate)을 구성하게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도산절차 개시 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법률
상/형평상 이익이 도산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 541. Property of the estate
(a) The commencement of a case under section 301, 302, or 303 of this title creates an
estate. Such estate is comprised of all the following property, wherever located and by
whomever held:
(1)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s (b) and (c)(2) of this section, all legal or eq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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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ate)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도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면 당연
히 도산관리인이 이를 회수하여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법한 권한을 가
진 수익자가 신용장/신용장대금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 Wisconsin Barge Line, Inc. 사안21)
이 사건은 바지선(Barge)을 운영하는 회사(Wisconsin Barge Line, Inc)가 보험
사(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 INA)의 요청에 따라, 보험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회사인 Morgan Drive Away의 보증을 받아) 신용장개설은행
(First National Bank, Elkhart, Indiana)으로부터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교부하여 준 이후, 미주리동부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ssouri)에서 “바지선 운영회사”에 관한 미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가
개시된 사안이다.
그런데 위 바지선 운영회사(개설의뢰인)가 보험사(수익자)와의 사이에 보증신용장
지급 청구 요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해운회사는 법률상관리인(Debtor In
Possession, 이하 DIP’라 한다)의 지위에서 채권자협의회(Unsecured Creditor’s
Committee, UCC)22)와 함께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미주리동부파산법원에, 보험사
를 상대로는 신용장대금의 청구금지를 구하는 신청을, 신용장개설은행을 상대로는
신용장대금의 지급금지를 구하는 신청(injunction)을 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nterests of the debtor in property as of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21) In re Wisconsin Barge Line, Inc., 63 B.R. 40 (Bankr. E.D.Mo. 1986)
22) 무담보채권자들로 구성된 UCC(Unsecured Creditors Committee)는 미연방파산법 제1102조에 따
라 제11장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기구로서, 통상적으로는 U.S. Trustee에 의해
7명의 다액채권자(persons that hold the seven largest claims)로 구성되는데, 담보채권자
(secured creditor)는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채권자협의회”와 차이가 있다.
미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에서 담보채권자는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에 따라 최
우선적으로 보호되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별도의 의사결정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에서의 담보채권자는 ‘상대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안
한 지위를 가지므로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도산절차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UCC 및 채권자협의회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는 미연방파산법 제1103조, 채무자회
생법 제21조를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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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주리동부파산법원은 ⅰ) 보험사의 청구로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더라
도 이는 “개설의뢰인(Wisconsin)의 자산”이 아니라 “개설은행(First National Bank
등)의 자산”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점, ⅱ)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익자에게 신
용장대금을 지급한 이후, 개설의뢰인의 채무를 보증한 관계회사(Morgan)에 대한 구
상을 통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인 점, ⅲ) (만약,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금지한
다면) 도산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위 관계회사에 도산절차의 개시에 따른 이익을
부여하는 셈이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신용장/신용장대금은 바지선 운영회사의 ‘도산
재단에 속한 재산(property of the estat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설시가 (신용장대금의 청구/지급금지의 여
부를 판단하는 본안 쟁점이 아니라) “미연방파산법원에서 과연 위와 같은 신용장대
금의 청구/지급에 관한 쟁점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jurisdiction)이 있는지”를 판단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신용장/신용장대금이 도산재단에 속한 재산
(property of the estate)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신용장대금청구 및 지급금지에
관한 사건은 28 U.S.C. § 1334에 따라 파산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23) 본안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은 채, 금지처분 신청을 받아들
23) 28 U.S.C.는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라는 표제를 가진 법률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민
사소송법에 상응하는 규범인데, 그중 제1334조는 미연방파산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Bankruptcy
cases and proceeding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은 ① 미연방파산법에 규정된 사건들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미연방파산법원이 제1심 전속관할권(original and 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고, ②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연방파산법에 따라 발생한 민사사
건(all civil proceedings arising under title 11) 또는 미연방파산법에 따른 사건들로부터 발생하였
거나 이와 관련된 민사사건(all civil proceedings arising in or related to cases under title 11)에
관하여는 미연방파산법원이 적어도 제1심 보통관할권(original but not exclusive jurisdiction)은
가지며, ③ 특히, “미연방파산법에 따른 사건이 개시되어 계속 중인 연방파산법원”은 도산재단에 속
한 재산(property of the estate)에 관하여는 전속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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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다.
나. Farm Fresh Supermarkets of Maryland, Inc. 사안24)
이 사건은 임차인(Farm Fresh Supermarket)이 임대인(Arbutus Shopping
Center)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장개설
은행(Signet Bank)으로부터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임대인에 교부하여 준 이후, 메
릴랜드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에서 “임차
인”에 관한 미연방파산법 제7장 절차가 개시된 사안이다.
위 보증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비로소 수익자인 임대인이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도산절차 개시 이후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임
대인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38,000을 지급받
았고, 이후 임차인의 파산관재인(Chapter 7 Trustee)이 임대인을 상대로 위 금원
의 반환을 청구하여 신용장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334. Bankruptcy cases and proceedings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and exclusive jurisdiction of all cases under title 11.
(b)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e)(2), and notwithstanding any Act of Congress that
confers exclusive jurisdiction on a court or courts other than the district courts,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but not exclusive jurisdiction of all civil proceedings
arising under title 11, or arising in or related to cases under title 11.
(e) The district court in which a case under title 11 is commenced or is pending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1) of all the property, wherever located, of the debtor as of the commencement of such
case, and of property of the estate; and
24) In Re Farm Fresh Supermarkets of Maryland, Inc., 257 B.R. 770 (Bankr. D. M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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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메릴랜드파산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과 보증신용장의 조건이 충
족됨에 따라 수익자로서 적법하게 신용장대금을 받은 것이고 이를 뜻밖의 우발적인
수익자의 소득(windfall)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용장/신용장대금은 임
차인의 ‘도산재단에 속한 재산(property of the estat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고,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개설의뢰인인 임차인이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에 따
른 채무불이행”이라는 신용장상의 조건이 충족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장대금이 당사
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도산절차의 개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도산해제(해지)조항(Ipso Facto Clause)25)과의 관계
그런데 만약 개설의뢰인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개설의뢰인이 자신
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는 어떨까? 그러한 경우 “채무불이
행”이라는 신용장상의 조건이 명백히 충족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수
익자와 개설의뢰인 간의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에 도산해제(해지)조항(Ipso
Facto Clause)이 있다면 수익자는 이를 근거로 개설의뢰인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
시로 인하여 신용장상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
가. Metrobility Optical Systems, Inc. 사안26)
이 사건도 앞서 본 Farm Fresh Supermarket 사안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Metrobility Optical Systems)이 임대인(HECOP)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장개설은행(Bank of New Hampshire)으로부터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임대인에 교부하여 준 이후, 뉴햄프셔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Hampshire)에서 “임차인”에 관한 미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가 개시된 사안이다.
위 보증신용장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비로소 수
익자인 임대인이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임
차인은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월 차임을 지속해서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임대인인 도산해제(해지)조항(Ipso Facto Clause)
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제21.1(ⅳ)27)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
25)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
정지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
방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도산해제(해지)조항(Ipso Facto Clause)라고 한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회생사건실무(상) 제5판』, 박영사, 2019, 407면을 참조.
26) In re Metrobility Optical Systems, Inc., 268 B.R. 326 (Bankr. D. Nh. 2001).
27) 위 조항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도산절차를 신청하면 그 자체로 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는 내용의 조항이었는데,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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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으므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자, 임차인은 DIP의 지위에서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뉴햄프셔파산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의 청구금지
를 구하는 신청(injunction)을 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에서도 금지신청 사건에 관한 ‘관할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뉴햄프셔파산법원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임대차계
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므로, 결
국 이 사건은 도산절차의 채무자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도산법원이 그 관할권을 가
진다고 판단하고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본안 판단에 나아갔다.
다음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인지에 관한 판단
이 이루어졌는데, 뉴햄프셔파산법원은 ⅰ)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이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이 종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
시하고 있는 미연방파산법 제365(e)(1)(B)28)에 따라, 임대차계약 제21.1(ⅳ)에도
Lease Agreement 21.1(ⅳ)
The filing of a voluntary bankruptcy constitutes an event of default under the Lease
28) 제365조는 미이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 및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leas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365(e)(1)(B)는 명시적으로 Ipso
효력을 배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등)을
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뿐이고,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고 있지는 않은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과는 사뭇 다른데, 해당 원문 부분은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임대차(unexpired
Facto Clause의
통해 확립된 기준
입법적 해결을 하
아래와 같다(다만,

§ 365. Executory contracts and unexpired leases
(e)(1) Notwithstanding a provision in an executory contract or unexpired lease, 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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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ⅱ) 미연방파
산법 제365(b)(2)29)에 따라 임차인은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기 위한 전
제조건, 즉, 불이행상태에 있는 부분을 모두 보전하라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이
기도 한 점, ⅲ) 임대인이 보낸 임대차계약 해제통지는 도산절차개시로 제362(a)(
1)30)에 따른 자동중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도산법원의 개별적 중지해제(relief)
applicable law, an executory contract or unexpired lease of the debtor may not be
terminated or modified, and any right or obligation under such contract or lease may not
be terminated or modified, at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solely
because of a provision in such contract or lease that is conditioned on-(A) the insolvency or financial condition of the debtor at any time before the closing of
the case;
(B) the commencement of a case under this title; or
29)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계약의 “이행(assumption)”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은 채무자회생법에서와 같지만, 미연방파산법은 이를 위해 그 시점까지 누적된 채무불이행 부분이
모두 이행되거나 이를 곧 이행할 수 있다는 적정한 보증(adequate assurance)을 제공될 것을 이행
선택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아무런 손해의 보전 없이 단지 관리인의 선택만으로 계약이 그대
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상의 구조보다 계약상대방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배려하는
입법으로 보인다. 그런데, 365(b)(2)(B)는 Ipso Facto Clause를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
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의 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제365(e)(1)(B)와 마찬가지로) Ipso Facto Clause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다. 해당 원문 부분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 365. Executory contracts and unexpired leases
(b)(1) If there has been a default in an executory contract or unexpired lease of the debtor,
the trustee may not assume such contract or lease unless, at the time of assumption of
such contract or lease, the trustee-(A) cures, or provides adequate assurance that the trustee will promptly cure, such
default other than a default that is a breach of a provision relating to the satisfaction of
any provision (other than a penalty rate or penalty provision) relating to a default arising
from any failure to perform nonmonetary obligations under an unexpired lease of real
property, if it is impossible for the trustee to cure such default by performing
nonmonetary acts at and after the time of assumption, except that if such default arises
from a failure to operate in accordance with a nonresidential real property lease, then
such default shall be cured by performance at and after the time of assumption in
accordance with such lease, and pecuniary losses resulting from such default shall b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B) compensates, or provides adequate assurance that the trustee will promptly
compensate, a party other than the debtor to such contract or lease, for any actual
pecuniary loss to such party resulting from such default; and
(C) provides adequate assurance of future performance under such contract or lease.
(2) Paragraph (1) of this subsection does not apply to a default that is a breach of a
provision relating to-(B) the commencement of a case under this title;
30) 제362조는 자동중지(Automatic stay)의 범위/예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362(a)(1)은 각종 사법적, 행정적, 기타 절차 등의 개시/계속이 중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중지의 효력은 도산절차의 개시와 함께 바로 발생하므로, 이해관계인들은 개별적 절차의
진행을 위해 저마다 법원에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면서 해당 절차에 관한 자동중지를 해제
하여 줄 것(lift)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 362. Automatic stay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01,
302, or 303 of this title, or an application filed under section 5(a)(3) of the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operates as a stay, applicable to all ent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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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발령된 것으로서 그 효력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용장의 지급요건
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구비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급금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돌
이킬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injury)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임차
인의 신용장대금청구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나. Bender Shipbuilding 사안31)
그런데 Bender Shipbuilding 사안에서는 위 Metrobility Optical Systems 사안
과 달리, 수익자가 신용장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
건은 선박제조업자(Bender Shipbuilding & Repair Co.)가 6척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발주자(Seacor Marine, LLC)의 요청에 따라, 위 선박건조계약의 이행을 담
보하기 위해 신용장개설은행(Regions Bank)으로부터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발주
자에 교부하여 준 이후, 알라바마남부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Alabama)에서 “선박제조업자”에 관한 미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가 개시된 사안이다.
위 보증신용장도 선박제조업자가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비로소 수익자인 발주자가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
는데, 선박제조업자가 약정된 바에 따라 선박건조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음에
도 발주자는 도산해제(해지)조항(Ipso Facto Clause)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선박건
조계약 제12(a)32)을 근거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박제조
업자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이후 발주자가 신용장개설은행을 상대로 알라바마북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Alabama)에 “신용장개설은행이 그 대금을 지
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판결(declaratory judgement)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하
자, 오히려 선박제조업자는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알라바마남부파산법원에 ⅰ) “선
박제조업자가 채무불이행하였다는 취지로 발주자가 보낸 계약해지통지가 무효라는
(1) the commencement or continuation, including the issuance or employment of process, of
a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action or proceeding against the debtor that was or
could have been commenc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or to
recover a claim against the debtor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31) In re Bender Shipbuilding, 2010 WL 749317 (S.D. Ala. 2010).
32) 위 조항은 선박제조업자(Bender)의 선박제조업자를 상대로 도산절차가 신청되어 절차가 개시되
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수익자인 발주자(Seacor)가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었는데,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Shipbuilding Contract 12(a)
Seacor may terminate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if one or more of its creditors
files a petition against Bender seeking relief under any bankruptcy or insolvency law,
which petition shall not have been dissolved within a period of then (10) days from the
filing of the petition in tha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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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선언판결을 신청함과 동시에, ⅱ) 발주자를 상대로는 신용장
대금의 청구금지를 구하는 신청을, 신용장개설은행을 상대로는 신용장대금의 지급
금지를 구하는 신청(injunction)을 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④ 도산절차 개시
(involuntary Chapter 11 proceeding)

발주자
“Seacor”
(Beneficiary)

① 선박건조계약
(Shipbuilding Contract)
⑤ 12(a) Ipso Facto
Clause에 따른 해제통지

선박제조업자
“Bender Shipbuilding”
(Account Party)
② 신용장개설계약
(L/C Opening Contract)

③ 보증신용장 교부
$5,000,000

“Regions Bank”
(Issuing Bank)
이 사건에서도 금지신청 사건에 관한 ‘관할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알라바마남부파산법원은 “만약, 신용장개설은행(Regions Bank)이 발주자에 그 대
금을 지급하면 위 은행에 대한 선박제조업자(Bender)의 채무도 발생하게 되어 결
국 선박제조업자에 관하여 진행되는 이 사건 도산절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지명령은 도산절차의 채무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앞서 본 28 U.S.C. §
1334(b)에 따라 도산법원이 그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본안 판단에 나아갔다.
이후 위 신용장대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인지, 즉, 선박제조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인지에 관한 설시가 이어졌는데, 위 파산법원은 미연방파산법 제
365(e)(1)에 관하여, 위 조항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포함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이고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그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도산해지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선박제조
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
리에 따라 신용장대금의 청구/지급 금지를 구하는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선박제조업자가 불복하였으나, 알라바마남부지방법원도
ⅰ) 미연방파산법 제365(e)(1)의 문언, 특히 “an executory contract...of the
debtor”라는 부분을 보면 위 조항은 “채무자”가 당사자로 체결한 미이행 쌍무계약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ⅱ) 신용장에 적용되는 독립
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에 따르더라도 ‘발주자와 신용장개설은행 사이의
계약’은 ‘발주자와 선박제조업자 간의 선박건조계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는 논거를 설시하면서, 파산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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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인대상행위 여부
가.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지급에 관하여
한편, 앞에서 본 것처럼 신용장이나 그 대금은 “도산재단에 속한 재산(property
of the estate)”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
후에 신용장이 혹은 그에 따른 대금이 수익자에게 교부/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는 도산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개시 후 거래(post-petition transfer)가 아니고, 따
라서 미연방파산법 제549조33)에 따른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즉, 결
과적으로는 수익자라는 특정 채권자만 유리해진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지
만, 이는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이용해서 변제자원으로부터 인출한 것이 아
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34)
나. 개설의뢰인의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그런데 이와 달리 개설의뢰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설의뢰인은 통상 신용장을 개설하
기 위해 신용장개설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장개설은행으
로서는 수익자로부터 실제로 대금지급청구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용장 개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대금 상당의 담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장대금이 지급되어 신용장개설은행이 제공된 담보를 취득하고 얼마 지
나지 않아 개설의뢰인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담보제공 내지 담보취득이 미연방파산법 제547조에 따른
편파행위(preferences)35)에 해당하여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들
33) 제549조는 도산절차 개시 후 도산재단에 속한 재산(property of the estate)의 거래가 발생한 경
우 Trustee가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549(a)에 의하면 미연방파산법
이 허용하지 않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부인대상행위가 된다.
참고로 원문의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 549. Postpetition transactions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r (c) of this section, the trustee may avoid a
transfer of property of the estate-(1) that occur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and
(2)(A) that is authorized only under section 303(f) or 542(c) of this title; or
(B) that is not authorized under this title or by the court.
34) 이와 같은 법리는 In re Virginia E. Page, 18 B.R. 173 (D.D.C. 1982)를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35) 미연방파산법 제547조는 편파행위(preferences)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ⅰ) 기본적
으로는 제(b)에 명시된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DIP 내지 제3자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도, ⅱ) 제(c)(1)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채무자에게
New Value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인대상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탄력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에서도 ⅰ)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
소시키는 행위 이외에, ⅱ)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註 25), 340면을 참
조. 위 제547조의 해당 부분 원문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 547.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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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발견된다.36)
(1) P.A. Bergner & Co. 사안37)
이 사건은 백화점소매업체(P.A. Bergner & Company)가 물품공급업자
(Associated Merchandising Corporation, AMC)의 요청에 따라, 물품공급계약 상
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장개설은행(Bank One)으로부터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임대인에 교부하여 준 다음, 위 소매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물품공급자에
게 신용장대금 $31,207,000원을 지급하게 된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과정에
서 소매업체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31,000,000원 상당의 예치금38)을 1991. 7.
19. 그대로 취득하였는데,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1991. 8. 23. 위스콘신동부파산법
원(U.S. Bankruptcy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Wisconsin)에서 “백화점
소매업체”에 관한 미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가 개시된 사안이다.
위 백화점소매업체는 DIP의 지위에서 “신용장개설은행이 예치금 $31,000,000원
을 취득한 행위는 도산절차가 개시되기 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미연방
파산법 제547조에 따른 편파행위(preference)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은 다시 소매
업체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장개설은행을 상대로 미연방파산법 제
550조39)에 따라 $3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위 파산법원에 제기하였

(b)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s (c) and (i) of this section, the trustee may, based on
reasonable due diligence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aking into account a
party’s known or reasonably knowable affirmative defenses under subsection (c), avoid
any transfer of an interest of the debtor in property-(1) to or for the benefit of a creditor;
(2) for or on account of an antecedent debt owed by the debtor before such transfer was
made;
(3) made while the debtor was insolvent;
(4) made-(A) on or within 9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petition; or
(B) between ninety days and one year before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petition, if
such creditor at the time of such transfer was an insider; and
(5) that enables such creditor to receive more than such creditor would receive if-(A) the case were a case under chapter 7 of this title;
(B) the transfer had not been made; and
(C) such creditor received payment of such debt to the extent provided by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c) The trustee may not avoid under this section a transfer-(1) to the extent that such transfer was-(A) intended by the debtor and the creditor to or for whose benefit such transfer was
made to be a contemporaneous exchange for new value given to the debtor; and
(B) in fact a substantially contemporaneous exchange;
36) James A. Rodenberg, Letters of Credit in Bankruptcy: Can the independence doctrine survive
preference attacks?, Commercial Law Journal, Winter 1991에서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
과 편파행위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37) Matter of P.A. Bergner & Co., 140 F.3d 1111 (7th Circuit, 1998).
38) 신용장개설은행(Bank One)이 발급하기로 한 신용장상의 대금은 $31,207,000원이었는데, 개설의
뢰인(Bergner)은 이미 위 개설은행의 계좌에 $207,000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남은 잔액에 해당하는 $31,000,000원의 자금의 추가예치만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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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에서 신용장개설은행은 자신이 물품공급자와 백화점소매업체 사이의 금전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살짝 개입하게 된 중개인(intermediary) 또는 징수대리인
(collection agent)에 불과하여 편파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
나, 연방 제7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Seventh Circuit)은 ⅰ) 본건은 신
용장이 개입된 거래이므로 일반적인 금융구조(financing mechanism)와는 달리, 신
용장개설은행인 Bank One에 독립된 의무를 부여하는 점, ⅱ) 즉, AMC로부터 신용
장대금청구를 받았을 때 개설은행인 Bank One으로서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
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Bergner가 별개의 독립된 신용장개설계약에 따라 그 무
렵에 내부적으로 Bank One에 신용장대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지와는 관계가
없는 점, ⅲ) 설령 Bergner가 내부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ank One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고, 단지 향후
Bergner를 상대로 신용장개설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점 등
을 근거로, 신용장개설은행이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위 파산법원과 위
39) 미연방파산법 제550조는 제547조 등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로 판단되면 Trustee가 이전된 재산
(the property transferred) 혹은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the value of such property)의 반환
(recover)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문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한 550(a)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다만, 밑줄과 강조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
§ 550. Liability of transferee of avoided transfer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to the extent that a transfer is avoided
under section 544, 545, 547, 548, 549, 553(b), or 724(a) of this title, the trustee may
recover, for the benefit of the estate, the property transferred, or, if the court so orders,
the value of such property, from-(1) the initial transferee of such transfer or the entity for whose benefit such transfer was
made; or
(2) any immediate or mediate transferee of such initial trans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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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콘신동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Wisconsin)
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Page 사안40)
한편, 직접적으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지만,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이후 ‘개설의뢰인이 신용장개설
을 위해 제공한 담보’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설의뢰인에
관하여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도산재단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한 판례가 있
어 흥미롭다.
이 사건은 위 P.A. Bergner & Co.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설의뢰인이 수익자
와 신용장개설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청구/지급금지신청을 한 사안인데, D.C.지
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ⅰ)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이후 개설의뢰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인데,
ⅱ) 위 은행이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담보물을 제공받아 그에 대해 담보권
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는 Trustee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ⅲ) 결국, 해당 담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Trustee가 관리권한을 가
지고 있는 도산재단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면서, 개설의뢰인의 신청을
기각한 D.C.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의 판
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41)
물론, 이와 같은 결론은 “절대 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 즉, 담보권
자와 같은 선순위권리자가 모두 만족을 얻기 전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변제가 이루
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42) “상대 우선의 원칙”을 따르는
40) In re Virginia E. Page, 18 B.R. 713 (D.D.C. 1998).
41) 도산재단 고갈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법원이 결국 preliminary injunction을 기각하면서
“개설의뢰인에 대한 제11장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L/C에 기한 대급지급청구를 보류시킨
다면 이는 ‘신용도가 낮은 채무자’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은행’으로 거래상대방을 교체하여 상환가
능성을 높이고자 했던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도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설시한 부분도 흥미
롭다.
42) 미연방파산법 제1129(b)는 일부 조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미연방파산법이 강제인가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충족하여야 공정·형평의 원칙(fair and equitable)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절대 우선의 원칙이다. 1129(b)(2)에서는 담보채권자, 일반채권자, 기타 이
해관계인이 전부 변제를 받기 전에는 그보다 열후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변제가 진행되어서
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절대우선에 관하여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김성용, “회생절차 관련 도산법 개정 동향 –자동중지와 절대우선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6권 제4호(통권 제47호), 2009, 79면 이하를 참조.
§ 1129. Confirmation of plan
(b)(2) For the purpose of this subsection, the condition that a plan be fair and equitable
with respect to a class includ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With respect to a class of secured claims, the plan provides-(i)(I) that the holders of such claims retain the liens securing such claims, whether
the property subject to such liens is retained by the debtor or transferred to
another entity, to the extent of the allowed amount of such claims; and
(II) that each holder of a claim of such class receive on account of such claim
deferred cash payments totaling at least the allowed amount of such claim,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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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43) 우리나라
에서는 담보권자가 해당 담보물의 가치로부터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변제받기 전이
라도 무담보채권자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해당 담보물
을 대상으로 한 변제자원이 오롯이 담보권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위와 같은 미국법원의 해석은 결국 신용장개설은행이 개
설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담보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거래실무에서
보다 많은 신용장이 활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 Powerine Oil 사안44)
한편, Page 사안과 달리, 신용장개설은행이 확보한 담보물이 신용장거래대금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만 담보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어떨까?
Powerline Oil 사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유정제업자(Powerine Oil Company)는 원유공급업자(Koch Oil
Company)의 요청에 따라, 원유공급계약 상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장개
설은행(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으로부터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원유공급
자에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3,200,000을 원유공급자에 적
절하게 지급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중부파산법원(U.S.

value, as of the effective date of the plan, of at least the value of such holder's
interest in the estate's interest in such property;
(ii) for the sale, subject to section 363(k) of this title, of any property that is subject
to the liens securing such claims, free and clear of such liens, with such liens to
attach to the proceeds of such sale, and the treatment of such liens on proceeds
under clause (i) or (iii) of this subparagraph; or
(iii) for the realization by such holders of the indubitable equivalent of such claims.
(B) With respect to a class of unsecured claims-(i) the plan provides that each holder of a claim of such class receive or retain on
account of such claim property of a value, as of the effective date of the plan,
equal to the allowed amount of such claim; or
(ii) the holder of any claim or interest that is junior to the claims of such class will
not receive or retain under the plan on account of such junior claim or interest
any property, except that in a case in which the debtor is an individual, the
debtor may retain property included in the estate under section 1115,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a)(14) of this section.
(C) With respect to a class of interests-(i) the plan provides that each holder of an interest of such class receive or retain
on account of such interest property of a value, as of the effective date of the
plan, equal to the greatest of the allowed amount of any fixed liquidation
preference to which such holder is entitled, any fixed redemption price to which
such holder is entitled, or the value of such interest; or
(ii) the holder of any interest that is junior to the interests of such class will not
receive or retain under the plan on account of such junior interest any property.
43) “상대우선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선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의 권리자에
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註 25), 667면을 참조.
44) In re Powerine Oil Company, 59 F.3d 969 (9th Circui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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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ruptcy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원유정제업자”에
관한 미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위 도산절차의 UCC가 “신용
장개설은행이 $3,2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미연방파산법 제547조에 따른 편파행
위(preferenc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유공급자를 상대로 미연방파산법 제
547(b)에 따라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원유정제업자는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이미 신용장개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소유의 개별재산에 관한 담보계약(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원유정제업자가 제공한 담보물은
채무자가 장래 개설을 의뢰할 신용장을 위한 담보로도 기능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원유정제업자가 종전에 제공한 담보(개별재산)는 이 사건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위 은행이 가지는 채권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⑤ 도산절차 개시
(voluntary Chapter 11 proceeding)

원유공급자
“Koch Oil”
(Beneficiary)

① 원유공급계약
(Supply Contract)
④ 거래대금 지급 완료
$3,200,000

원유정제업자
“Powerine Oil”
(Account Party)
② 신용장개설계약
(L/C Opening Contract)
★ 신용장개설에 대한 담보
제공(개별 재산) by 종전에
체결한 Security Agreement

③ 보증신용장 교부
$8,700,000

“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
(Issuing Bank)

이 사건에서 원유공급업자는 미연방파산법 제547(b)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
$3,200,000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편파행위(preference)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와 같은 대금지급을 통해 결국 원유정제업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New Value를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547(c)(1)에 명시된 예외규정에 따라 편파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제9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논리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ⅰ) 원유정제업자가 원유공급자에 거래대금 $3,200,000을 지급하면 그만큼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익자(원유공급자)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청구 받을 위험이 줄어
들고, ⅱ) 순차적으로 원유정제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 제공하였던 담보에 설정된
담보권도 그만큼 해제되며, ⅲ) 그렇다면 담보권이 해제되는 만큼 일반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도산재단(estate)의 범위가 더 커질 테니, 그만큼 개설의뢰인에게 New
Value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되, ⅳ)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이 제
공받은 담보물의 가치가 $3,200,000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위 거래대금의 지급으
로 인하여 실제로 담보물이 해제되는 효과를 누리는 한도에서만 New Value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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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된 것일 테니 그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위 금액 전부를 New
Value로 보아 원유정제업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Ⅲ. 우리나라에의 적용여부
1. 신용장이 관련되었던 국내사례
우리나라에서 ‘신용장개설 이후 개설의뢰인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생
하는 쟁점을 직접적으로 다룬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신용장과 관련하여서는
하급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발견된다.
가.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657호(항소심 계속 중)45)
이 사건은 ⅰ) 개설의뢰인(피고)이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개설은행(주식회
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준 이후, ⅱ) 수익자
의 청구를 받은 신용장개설은행이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ⅲ) 신용장개설
과정에서 개설의뢰인(피고)을 보증한 원고가 위 신용장개설은행에 해당 금액을 대
위변제한 다음, 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설의뢰인(피고)”에 대한 개인파산/면
책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5058호, 2009하면15058호)가 개시되어 면책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⑥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파산
/면책 절차 진행(2009하단
15058, 2009하면15058)

수익자
(Beneficiary)

① 기본계약
(Underlying Contract)

피고

(Account Party)
② 신용장개설계약
(L/C Opening Contract)

③ 신용장 교부하고, ④ 신용
장대금청구에 따른 대금지급

원고
(L/C, Guarantor)

②’ 신용장개설을 위해 “피고”를
보증하고, ⑤ (피고를 위하여)
257,518,790원을 대위변제

“㈜하나은행”
(Issuing Bank)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 피고로부터 대위변제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이행각서를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약정
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어서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
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ⅰ) 면책
의 효력이 미치는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
45)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122호.

21

정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
한 발생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 ⅱ) 그런데 위 약정
금 채권은 그 법률적 성질이 파산선고일 전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기초하여 이자약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점, ⅲ) 따라서 위 약정금 채권의
원인인 구상금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겼고 채권의 성질에 변경이 없으므
로 위 채권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약정금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검토컨대, 이 사건은 파산채권, 즉, “파산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의
적용범위를 다룬 사례로서, 표면적으로는 신용장이 관련되어 있지만 개설의뢰인(피
고)과 그를 보증한 자(원고)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졌을 뿐 직접적
으로 “신용장”에 관한 쟁점이 검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나. 광주고등법원 2019나24758호(심리불속행 기각 확정)46)
이 사건도 위 서울중앙지법의 사건과 유사한데, ⅰ) 개설의뢰인(주식회사 세동에
너탱크)이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A의 보증 하에) 신용장개설은행(주식회
사 한국스탠다드차타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준 이
후,47) ⅱ) 수익자의 청구를 받은 신용장개설은행이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ⅲ)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설의뢰인(주식회사 세동에너탱크)”에 대한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3호)가 개시된 사안이다. 그런데 대표이사 A가 위 회
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배우자인 B에게 23억 원을 증여하였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원고(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가 위 배우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23억 원의 반환을 구하여 승소한 사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②’ 신용장개설을 위해 “세동에
⑥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신청(2015회합3호) 너탱크”를 보증하고, ⑤ (배우
자 B에게 23억 원을 증여

수익자
(Beneficiary)

① 기본계약
(Underlying Contract)

㈜세동에너탱크

(Account Party)

대표이사 A
(L/C, Guarantor)

② 신용장개설계약
(L/C Opening Contract)
③ 신용장 교부하고, ④ 신용
장대금청구에 따른 대금지급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Issuing Bank)

46) 대법원 2020다239649호.
47) 신용장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인 ㈜세동에너탱크와의 사이에 미리 체결하여 둔 ‘포괄여신한도거래
약정’을 근거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22

즉, 이 사건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인 ㈜세동에너탱크가 아니라 그를 보증한
대표이사 A가 저지른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금원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
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신용장과 관련되는 쟁점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보기
는 어렵다.
2. 미국 법리들의 적용가능성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은 미연방파산법과 체계가 다르고 그 내용도 완전히 동
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미국의 법리를 우리나라의 실무에 그대로 적
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의미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신용장 혹은 그 대금과 도산재단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을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
외의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382조 제1항),48) 회생절차에서의 재단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까지
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사업의 계속을 전제
로 하고 있고, 개시 후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이나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청구권까지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법 제179조 제1항 제2, 3호). 즉, 개설
의뢰인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취득시기에 관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신용장 혹은 그 대금이 각 도산절차에서의 ‘도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를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개설의뢰인)”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ⅰ) 신용장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개설은행”이 자
신이 보유한 금원으로 지급하고 이후 개설의뢰인 혹은 그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하
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ⅱ) 즉, 신용장개설과정에서 개설의뢰인이 신용장대금 상
당의 담보를 사전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보유의 금원”이 직접 신용장대
금의 변제자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 점, ⅲ) 무엇보다도 수익자로서는 개설의뢰
인의 신용을 담보하지 못해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였을 텐데, 신용장 혹은 그 대금을 채무자(개설의뢰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면 당사자들이 애초에 의도하였던 도산절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신
용장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회생법의 해석으로
도 신용장은 도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도산해제(해지)조항 관련 문제
또한, 우리 대법원은 도산해제(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48) 이처럼 파산선고 시에 파산재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입법방식인 ‘고정주의’는 파산선고 후에도 재
산을 순차 파산재판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위하는 ‘팽창주의’와 구분하는데,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고 그 활동이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
는 실익이 적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법인파산실무 제5
판』, 박영사, 2019, 76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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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여,49) 미연방파산법 제365(e)(1)과 유사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본 도산해제(해지)조항과 관련한 미국의 법리가 유의미하게 적용될 여
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대법원 사례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에 관한 회사정
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상대방이 위 계약에 포함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기하여
해지권을 행사함을 전제로 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도산해제(해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즉, 앞서 본 신용장
의 거래구조에 비교하자면 “기본 계약(underlying contract)”의 당사자인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에서 도산해제(해지)조항이 유효한지만을 검토하였을 뿐,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신용장개설은행”도 위와 같은 법리를 원용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
장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까지를 다룬 것은 아니다.
검토컨대, 신용장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그
기초가 되는 재화·용역 등에 관한 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되므로(독립·추
상성의 원칙),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해제(해지)조항을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는 채무자(개설의뢰인)가 당사자로 체결한 “기본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라고 판시한 Bender Shipbuilding의 법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는 명
시적인 관련 법률이 구비된 미연방파산법 제365(e)(1)의 문언 해석에 기초한 것이
어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관한 법률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신용장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 부인대상행위 관련 문제
한편, 채무자회생법상으로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
이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
되므로,50) 편파행위(preferences)에 관한 미국법원의 사례들도 우리나라의 실무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설정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으로도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와 관련
하여 우리 대법원이 “채무자의 담보제공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
고, 그 차입금과 담보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채
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가 없다면 부인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
시하여,51) 앞서 본 New Value 이론과 같은 입장을 이미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인상
적이다. 물론, 위 판례는 ‘자금의 신규차입’에 관한 것이지만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을

4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등 참조.
50)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註 25), 340면 참조
5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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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용을 부여받아 수익자로부터 기본계약에 따른 급부를 제공받게 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용장과 관련된 경우에도 위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용장개설은행이 실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와 같은 “담보권 실행행위”도 부인대상행위가 되는지
문제 된다.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자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
권자도 그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으므로 특정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다른 회생채
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과 ⅱ)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배타적 가치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담보가치 범
위 안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한
다.52)
검토컨대, 앞에서 본 것처럼 “상대 우선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에
서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도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권자가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긍정성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설령 부정설을 따르더라도 앞서 본 Powerine Oil 사안에서처럼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변제 부분은 편파
변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국제물품매매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이 안정적인 거래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정착하여 오면서, 국제적으로도 신용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 특히, 은행에 의한 보증 등이 금지되어 있던 미국에서는 보증신용장
이 많이 활용되면서 그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용장 개설
이후 개설의뢰인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을 둘러싼 몇 가지
도산 관련 쟁점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들이 흥미롭다.
물론, 선적서류와의 상환으로 그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는 화환신용장과 달리, 보증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신용장대금 지급 청구의 요건으로 삼는 경
우가 많아서 이에 관한 법리가 화환신용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
만, 기본적으로는 화환신용장과 동일한 구조를 통해 개설되고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신용장으로서의 본질적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상거래에서 많이 활용되는 화환신용장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미국법원은 ⅰ) 신용장 또는 그 대금은 도산재단에 속한 재산
52) 위 학설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註 25), 343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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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of the estate)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의 도산절차개
시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용장개설은행을 상대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ⅱ) 도산해제(해지)조항을 무력화시킨 미연방파산법 제365(e)(1)는 “채무
자(개설의뢰인)”가 체결한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신용장개설은행이 기본계약
상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을 원용하여 개설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음
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ⅲ)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과정에서 행한 담보제공이나
이후 진행된 담보실행은 편파행위(preferences)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에 상
응하는 새로운 가치(New Value)가 개설의뢰인에 제공되었다면 적어도 담보물의 가
치로 담보받는 범위 내에서는 부인대상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법리를 확립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확립되어 채무자
회생법에도 이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리여서 향후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도 많
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국내해운회사의 대외적 효력을 구하는 국제도산사건(Out-bound)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53) 위와 같은 연구는 해상운송실무에서 다루어지
고 있는 신용장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도산절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가 관련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4) 아직은 개설의뢰인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
우에 발생하는 신용장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많은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관련 논의가 집적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이 있는 법리, 특히, 도산절차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독
립·추상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안정적인 신용장거래 실무를 해치지 않는 법리
가 집적되기를 기대해본다.

53) 삼선로직스(Samsun Logix), 팬오션(Pan Ocean), 대보쉬핑(Daebo Shipping), 에스티엑스조선해양
(STX Offshore & Shipbuilding) 등 국내해운회사들에 관하여 개시된 국내도산절차가 영국, 호주 등
에서 외국도산절차로서 승인받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김영석,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 –선박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64집, 법원도서관,
2017, 425면 이하를 참조.
54) 우리 상법은 해상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특정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
자가 자신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769, 774, 775조),
위와 같은 책임재한절차는 책임한도액 상당의 현금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청
인이 당해 선박을 가지고 해상기업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회생절차 내지 개인
회생절차와 유사하고, 공탁된 금원을 제한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가 책임
제한절차 외에서 해당 제한채권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점에서 파산절차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등
도산절차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김영석, “선박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비교 및 충돌에 관한 연구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법 제30호,
사법발전재단, 2014, 272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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